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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Concur History

Established in 1993

1994 QuickXpense

1999 First to the Cloud

Global #1

T&E Management

2006 Integrated Travel & 

Expense

2011 Platform for Partners

SAP + Concur

since 2014

+

The Next Era of 
Business Innovation

2014 SAP + Concur ($8.3B)

Part of Business 

Network Solutions



1.2  Global #1 Expense Solution

글로벌 회사 세 곳 중 한 곳은 Concur를 통해 경비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150여개 국가

4만7천여 고객사

5천2백만 사용자

Fortune 610대 기업의 75%

Fortune 100대 기업의 85%

99% Client Retention

3000여 파트너
에코시스템

Global #1 

Expense Platform

출장

경비



1.3 Concur Customers
SAP와 경쟁구도에 있는 기업들도 Concur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4 법인카드 연계 – 전세계 신용카드 지원(3,000+)
글로벌 신용카드 결제 플랫폼과의 직접 연계를 통하여 전세계 신용카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은 VAN사 연계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Concur Cloud



1.5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는 경비 처리
언제 어디에서나 손 쉽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1.6 Concur Solution Process
파트너 에코 시스템을 통해 출장-경비의 End-to-End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솔루션으로 계속적으로 파트너 플랫폼을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Concur Cloud

사전 승인/예약
Request

경비 보고서
Expense Entry

제출
Submission

승인
Approval

정산/분석
Clear/Analysis

Fraud,
Risk, &

Compliance

Industry
Solutions

Tax
Management

Spend
Optimization

Meeting
Management

Corporate
Credit Cards

Travelers
Experience

ERP/CRM/HR

음성인식,
Machine
Learning, 

A.I.

GDS



1.7 Concur 주요 모듈

주요 모듈 파트너 네트워크

• 파트너 App과 Concur 플랫폼의
연계로 지출 경비 상세 데이터 통합 및
활용

• 항공사, 호텔 등과 Concur 플랫폼
연계로 출장 상세 데이터 통합

• 컴플라이언스 강화 및 효과적인 세금
환급 지원

• 파트너 App을 통해, CRM 및 ERP와
연계한 고객 / 회계 정보 자동화 제공

Partner Ecosystem

TripLink

• 전자세금계산서 프로세스 End-to-
End 자동화

• 국내 전자세금계산서 및 해외
Invoice 모두 지원

• 감사 규칙을 통한 자동 통제

• Workflow를 통한 세금계산서 지급
요청 승인

150+ Standard Reports

Budget Insight

Automatic Alert

• 사전 품의 데이터와 실비 매칭

• 모바일 앱을 통한 증빙 관리

• 시간 / 장소에 제약 없이 자동으로
경비 보고서 생성

• 정책 위배 경비 감사 및 집계 보고

• 전세계 법인카드 연계

• 경비 청구서, ERP 회계 및 카드 데이터
통합

• 비용 회계처리, 고객별 지출 비용 집계, 
급여성 비용 처리 등 CRM, HR 연계
효과

Expense Pay, Policy Audit  

E-Receipt Integration

Financial Connectors

• 권한 / 역할에 따른 150가지 이상의
표준 보고서 제공(지속적인 추가 및
업데이트)

• 출장 / 경비 관련 모든 정보 통합, 
가시성 및 분석력 증대

• 거래처(항공사,호텔) 지출 분석을 통한
협상력 제공

• 법인별 매입 부가세 환급, 신고

• 출장 데이터 집계를 통한 해외 납부
부가세 환급

Supplier Portal, Invoice Pay

Invoice OCR, Matching

Expense Invoice Intelligence

Concur는 글로벌 No.1 출장 및 경비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며, 주요 제공 모듈로는 Expense, Invoice, Intelligence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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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For whom?

SAP 해외 법인
Roll-out 여부와

관계 없이 해외법인
비용 통제를 원하는 고객

2

어떤 고객이 도입하면 좋을까요?

SAP를
도입하지 않은
계열사 비용 통제를
원하는 고객

3

• 오라클

• 더존

• 영림원

• 유니 ERP

SAP 도입 후 국내 본사
E-Accounting을

구현한 고객

1



2.2 SAP 도입 후 국내 본사 E-Accounting 구현한 고객

• SAP의 표준 출장 경비관리 솔루션, SAP Concur

1. SAP ERP Integration 지원(표준 Connector ICS 무상제공)   

ECC6.0 이상, S/4HANA Cloud/On-Premise 와의 연계에 대하여 ICS 무상 제공 하여 긴밀한 연계를 지원 하며, 

고객 ERP의 Customizing 여부 따라 추가 BADIs 및 ABAP개발을 통한 반영도 가능합니다.

2. Indirect Access Licensing 리스크 해결

E-Accounting 시스템에서 발생한 미지급 전표 지급처리를 위해 SAP ERP에 Posting시, 

각 전표의 모든 Transaction은 Indirect Access Licensing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SAP Concur는 사용비 외 ERP 연계시의 License 관련 비용은 필요 하지 않습니다.



2.3 SAP 해외법인 Roll-out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법인
비용 통제를 원하는 고객

• Global #1 출장경비 관리 솔루션, SAP Concur

현재 150여 개국에서47,000 고객사를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해외법인의비용통제를위해별도의 E-Accounting 시스템을개발하거나각나라별솔루션선정을위한고민없이

수많은레퍼런스를바탕으로선택할수있는솔루션입니다.

1. 전 세계 3,000여개 가 넘는 카드사 및 은행과의 연계지원

2. 각국의 부가세 환급, 세법등에 대한 레퍼런스 제공

3. 전세계 다양한 파트너 쉽을 통한 나라별 필요서비스 제공

4. 전세계 다양한 언어 및 환율에 대한 정보제공

5. 국내기업 레퍼런스

1) 삼성전자: 기존 Concur  사용중인 삼성전자UK, 미주 반도체 법인포함 전세계 62개국 150여 법인 통합 글로벌 경비 솔루션 구축

2)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 글로벌 통합 출장 및 경비시스템 구축 (36개국 41지 법인대상)

3) 아모레퍼시픽: 글로벌 통합 출장 및 경비 시스템 구축, 미국, 캐나다, 대만, 말레이시아 통합 구축 완료,

12개 해외법인 추가 확산 및 중국 통합 한국 본사 확장 검토 중

4)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 글로벌 통합 출장 및 경비시스템 구축, 멕시코 법인을 시작으로 해외 법인 통합 확산 예정

5) 삼성 SDS: 삼성 SDS 글로벌 통합출장 및 경비시스템구축, 미주법인 구축완료, 타 해외법인 확장을 위한 구축계획 수립 중



2.4 SAP 도입 하지 않은 계열사 비용 통제를 원하는 고객

• SAP의 표준 출장 경비관리 솔루션,SAP Concur

1. SAP Concur는 SAP ERP뿐만 아니라 Oracle, Netsuit 등 글로벌 솔루션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더존, 영림원, 유니ERP등 타 ERP와의 연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지급 처리를 위한 ERP연계는 각 계열사 및 법인 별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고, 계열사에서
발행하는 모든 비용은 통합된 솔루션으로 하나의 Instance 상에서 관리를 통제를 하여

비용
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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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Concur 특장점
Concur Expense는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출장 및 경비 데이터를 통합하여 전사 경비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경비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글로벌 경비 관리 통합 플랫폼입니다.

Connected

파트너 App과 Concur 플랫폼의 연계로
지출 경비 상세 데이터 통합 및 활용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통합

Partner Ecosystem

항공사, 호텔 등과 Concur 플랫폼의
연계로 임직원 출장 상세 데이터 통합

TripLink

Transparent

통합 정보를 통한 Intelligence

출장 및 경비 관련 모든 정보를 한 곳에
통합 관리, 정보 가시성 및 분석력 증대

통합 데이터에 기반한 감사 규칙 적용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강화, 비용 절감 실현

감사규칙

규정위반

경비

예방/적발

거래처별
(호텔)실적

집계

협상력

제고

Effortless

경비 입력 및 관리의 생산성 증대

집계된 출장 경비 전표로부터 쉽고
정확한 경비 입력, 임직원 생산성 증대

Concur Mobile App을 통해 시간, 장소에
제약 없는 효율적인 경비 관리 구현

ConcurSolution
s법인카드 사용내역

거래처 E-Receipt

영수증 이미지

출장 여정(Itinerary) 정보

Concur
T&E

Concur
ExpenseIt

Concur
TripIt



3.2 영수증 Image 관리
다양한 방법(기본,유료)으로 영수증 이미지 관리(수동,자동)가 가능합니다.

Concur CloudConcur Mobile

영수증 촬영

영수증 촬영

OCR분석
(유로)

또는

영수증 사진 영수증 스캔

Manual 업로드 또는
receipts@concur.com으로 영수증 첨부 메일 전송



3.3 출장자 해외 VAT 환급
VAT 환급이 가능한 44개국(유럽, 일본, 한국 등) 해외 출장이 잦은 회사에 새로운 현금 창출 수단을 제공

VAT/GST 환급 가능 국가

1 Concur-TaxBack API를 통한
해외출장 경비 데이터 집계

2 국가별 세법에 따른 경비별
VAT/GST 환급 가능 여부 확인

3 각 과세당국
환급 신청 대행

4 환급액 지급
(수수료 차감)

AU

UK

JP

FR



3.4 Audit Rule 설정

Audit Rule 예시

법인카드 미사용 500,000원 이상 접대비 입력 불가

60일 이상 경과 후 경비 입력 불가

영업사원 휴대폰 사용료 10만원 초과 입력 시 승인권자 통보

예산 대비 실적 80% 초과 시 매니저 통보

계약 된 호텔이 아닌 호텔로 경비 입력 시 경고 메시지 표시

동일인에게 월 접대비 집계액 100,000원 초과 시 감사인 통보

영수증 미첨부 시 사유 입력 안 했을 경우 경비 입력 불가

감사 규칙: 언제 감사 규칙을 적용할 것인가?1

➢ 경비 입력 후 저장 시

감사 조건: 어떤 조건의 경비를 적발할 것인가?2

➢ 법인카드 미사용 경비로 (결제유형 <> 법인카드 AND)

➢ 경비항목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경비항목금액 > 500,000)

예외: 적발된 경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3

➢ “50만원 이상의 경비는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제되어야
합니다” 문구 표시

➢ 경비 제출 불가

<직관적인 감사 규칙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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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Accounting vs. Concur 
Concur Expense는 월/분기/년 별로 단순 과금되는 클라우드로 서비스로 Hidden Cost(간접비용) 통제가 가능한 경비 솔루션으로서 직원의
생산성 비용은 금액이 같다고 절대 같은 비용일 수 없을 만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개발 비용

업그레이드

IT 인건비 및 직원 생산성 비용

S/W 비용

실제 표면상의 비용 월/분기 /년
단위 과금
+ 구축비

IT 인건비

비용 절감

e-Accounting(개발) Concur 출장/경비 솔루션

간접 비용(Hidden Cost)

H/W 비용

절감 비용을
IT 혁신에 투자



4.2 e-Accounting vs. Concur

항목 Concur e-Accounting(개발)

Start-up비용 매우 낮음 매우 높음

구축 기간 8-12주 24주~

개발 비용 X 매우 높음

구축 및 교육비용 낮음 높음

Support 비용 X 높음(인건비)

사용료(Subscription) 낮음 ~ 보통 (3~5년) 없음

업그레이드 비용 X 보통

유지관리 비용(전기세 등) X 매우 높음

백업,복구,보안 비용 X 보통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X 보통

하드웨어, O/S X 높음 (재구매, 확장시)

DB X 높음

Apps 관리 Tool X 보통

네트워크 관련 비용 X 보통

Cost Components 비교

년간
비용

시간

e-Accounting (개발)

Concur : 클라우드 모델로 일정한 비용 지불

업그레이드 비용 발생



4.3 e-Accounting vs. Concur 

As-Is To-Be

• e-Accounting 시스템의 무분별한 확장
⇒ 프로세스 복잡성 증대, ERP 활용도 감소, 개발 증가

• 정책 및 환경변화 대응 곤란 ⇒ 비용 증가, 경비 절감 기회 상실

•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관리 및 오류 처리를 위한 비용 증가

• ERP 간접 사용(Indirect Usage) 라이센스 리스크 발생

• S4HANA + 개인 경비 및 출장관리 Concur 프로세스 간소화

• 클라우드/에코시스템/규칙기반 감사 확장성 확보
⇒ TCO 절감, 출장 및 경비 정책 준수를 통한 비용 절감

• Integration 된 시스템으로 인터페이스 관리 고민 해소

• ERP 간접 사용(Indirect Usage) 라이센스 리스크 해소

SAP ERP
e-Accounting

개인 경비

고정자산 취득

전도금/선급비용 정산

…

I/

F

I/

F
I/

F
I/

F

S4HANA

개인 경비

출장 품의

경비 정책 관리

미수금/채권관리

미지급금/채무관리

자산관리

원장관리

Concur

I/F
전표관리

미수금/채권관리

미지급금/채무관리

자산관리

원장관리

인터페이스
오류

개발화면
증가

표준기능
비활용

간접사용
라이센스

정책/환경
대응 곤란

화면 및
인터페이스
개발 최소화,

유지보수
효율화

표준기능으로
통합되어

있는
S4HANA + 
CONCUR

표준기능으로
통합되어

있는
S4HANA + 
CONCUR

경비절감을
통해 482% 

ROI를
창출하는

No.1 
경비솔루션

SAP 
간접사용
라이센스

리스크 해소



4.4 Concur 도입 효과

IT Business Employees

➢ SAP가 직접 관리하는 표준
기능으로서의 Integration

➢ SAP 정기 업데이트 및 기능 개선

➢ e-Accounting의 무분별한 확장 배제
⇒ 표준 기능 활용을 통해 향후
추가되는 SaaS의 혁신 기능 수용

➢ 개발없이 Configuration만으로 전사
경비 정책 관리, 해외 지사 경비 관리

➢ SAP 간접사용 라이센스 리스크 해소

➢ SAP와 통합된 전사 Spend Visibility
확보

➢ 시스템을 통한 경비 자동감사
⇒ 경비정책 준수율 제고(44%)

➢ SAP-Concur 실시간 마스터데이터
동기화를 통한 일관된 통합데이터 유지

➢ 기존 e-Accounting 자체개발
인터페이스 오류 배제
⇒ 마감 프로세스 개선

➢ 사용자 교육 없이도 쉽고 빠르게 사용
가능한 직관적인 UI

➢ Mobile로 언제 어디서나 경비 처리
⇒ 직원당 월 4.5시간 생산성 제고, 
경비 처리 비용 55% 절감

➢ 승인완료 경비보고서의 실시간 SAP 
Posting ⇒ 지급 기간 단축

➢ 클라우드, 에코시스템 등 Digital 
Transformation 체험

Maintenance 효율화 통합 가시성 확보 및 비용 절감 직원 생산성, 만족도 제고

3가지 측면으로 구분되며 Employees 측면에서 가장 큰 도입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4.5 해외 VAT 환급을 통한 ROI 효과
해외 환급 사례

Concur의 경비 데이터를 활용, Taxback International 서비스를 통해 연평균
25만달러의 해외 납부된 VAT를 환급 실현

기존 여러 vendor로부터 Global Tax 서비스를 받아왔으나 Concur의 데이터를 활용한
Taxback의 분석 결과, 첫 해 2백5십만달러 상당의 잠재적인 VAT 환급 기회가
발생하여 Concur 플랫폼의 Taxback으로 Global Tax 서비스를 단일화 함

호텔비에서만 기존 5만달러에서 8배가 많은 4십만달러 연간 VAT 환급
효과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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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ur는 Concur Deployment Methodology ASPPTM (As Plug & Play)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Cloud 구축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본 구축 시 소요되는 기간은 3개월이며, Integration이 필요할 경우 3개월 이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 팀 구성

• Project Strategy 
Session을 통한 전체
구축전략 공유

• 상세 Project Plan

• Concur Deployment 
Toolkit 설명 및 리뷰

• Client Project Team 
대상 Overall Training

• Project Kick-off

프로젝트 준비

• 요구사항 수집 및 분석

• Best Practice 및 사례
공유를 통한 적용 방안
연구

• Design workshop

• Import/Export 대상
데이터 확인 및 리뷰

• Extract File 및 FTP 
설정 리뷰

• Integration 요구사항
리뷰

요구사항 수집
및 분석

• Concur Configuration

• 단위 테스트

• ERP 시스템 연계 구축

• End-to-end system 
testing

• 사용자 인수 테스트

• 보고서 검토

설정, 개발 및 검증

• Concur Client 
Support webinar

• Begin Service 
Administration 
(if purchased)

• Concur Support 이관

• Implementation 
Survey 완료

서비스 이관

• Production 환경 준비

• 변화관리 계획 실행

• 회계팀 및 유관
백오피스 부서
Training

• End-User Training

• Go live

• Rollout

Go-Live

Play
15days

Plug
45days

Readiness check
30days

5.1 구축 이행 방안

Implementation (구현)단계 Stabilization(안정화)단계Prepare(준비단계)



5.2 구축 이행 상세
클라우드, 모바일,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시대의 급격한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 및 법규, 제도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회계 업무의

Paperless 및 글로벌 일원화된 경비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최적의 경비 시스템을 구축 합니다.

TransitionValidationConfiguration
Requirement 
& Analysis

Getting Started Readiness & 
Deployment

CDW(Customer Design 
Workbook)를 통해 파악된
초기 요구사항 및
Scoping에 따라 상세 일정
계획을 수립

TF팀을 대상으로 High 
Level Requirement를
수집하고 1차 Setup을 위한
프로세스 설계 및 기능 적용
방안 수립

CDW 기준으로 요구
사항 상세 분석 및
Q&A

Native Integration, SSO, 예산 통제
API분석

To-be 설계된 내용에 따라 운영을 위한 조합(Configuration)을 설정하고, 
테스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시스템 운영환경을 Setting

상세 설계된
Task별로
Concur에서
처리될 수 있게
반복적인 시나리오
작성

업무 단위 별로
필요한 제반 업무
절차 및 운영
기준을 정의하여
Concur 내에서
테스트 함으로써
요구된 설계가
명확히
반영되었는지 검증
(표준 기능, 
Integration, SSO 
등)

테스트 용 Data를 사용, 
프로세스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

전체 일관된 Data 를
사용하여 Data 정합성 및
시스템 성능 점검

실 운영 환경하에서 모든
사용자가 참여한 가동대비
리허설

프로세스 및 시스템 안정화
확인 후 Concur 
Implementation에서
Support로 Service 이관
(Client Support 교육) 

가동 지표 및 현황 점검

구축 Survey

프로젝트 종료

상세일정계획

Customer Design 
Workbook (CDW) 준비

상세 요구 사항 분석

Integration 분석

Integration 구현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Configuration 
검증

프로세스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사용자 인수 테스트

안정화

High Level 
Requirement 분석

Go-
live
구현
계획
수립

및

실행

CDW 기준으로 1차
Configuration

1차 Configuration

CDW 기준 및 추가
요청에 대한 2차
Configuration

2차 Configuration

Configuration 준비 1차 Setup 2차 Setup

직원의 인사정보(HR) 연계

기준정보분석

사용자 및
관리자에
대한 교육
수행

교육



5.3 프로젝트 조직 구성

Role Role Description

Implementation
Services Manager 

Concur 
Project Manager

Technical
Consultant

Account Manager

▪ 의사소통 매니저
▪ 프로젝트 이슈관리
▪ 프로젝트 품질관리

▪ 프로젝트 리더

▪ 프로젝트 관리

▪ 프로젝트 진행관리

▪ 시스템 디자인 / 컨피규레이션

▪ 모듈관련 지식 전수

▪ 반복적 테스트 진행 시 지원

▪ FTP 설정 자문
▪ 인터페이스 자문
▪ 인터페이스 기술적 문제 해결 지원

▪ 구축 이후 발생하는 이슈 사항 관리 및 고객
커뮤니케이션 담당

▪ 장기적 관점에서 고객들이 컨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Role Role Description

Executive Sponsor

Project Manager

Functional Lead

Technical Lead

▪ 프로젝트 주요 기능 관리

▪ 프로젝트 모니터링

▪ 중요 의사 결정 수행

▪ 프로젝트 팀 관리

▪ Concur 관련 이슈 중앙 관리

▪ 프로젝트 계획 작성 및 관리

▪ 프로젝트 수행 방향 정의

▪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

▪ 사용자들과 테스트를 주도적으로 진행

▪ 비즈니스 요구사항 취합
▪ 프로젝트 인력 투입 관리
▪ 사용자 그룹의 의견 반영
▪ 기능 테스트 계획 작성 및 수행관리
▪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및 관련 활동 관리

▪ 인터페이스 연결 관리
▪ Concur의 테이블/DB 정보 숙지
▪ 테크니컬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수행
▪ Functional Lead를 지원

Communication

구축사 / 고객사 의 투입 인력



5.4 법인카드 연동
KSNET / 카드사에서 법인카드 사용분에 대한 카드데이터 피드

구분 업무 요청 방법 및 상세
R & R

BSG/고객사 SAP TC

법
인
카
드

Pre-production
Card feed

Payment type/Card 
type/Currency 정의

• 고객사에서 사용중인
Payment Type 생성

• 샘플 파일
업로드

Credit Card Job 
설정

고객사와 협의 한 내용을 토
대로 TC에게 Job 세팅 요청

• 카드데이터 연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통해
KSNET-CC operation 팀과
협업하여 File mover작업

• Job 셍팅 및
스케줄링 작업

• ONP 스케줄링
구성

Entry Mapping Entry Mapping 문서 작성
• 카드데이터 정보를 feed할

필드 구성
• Entry Mapping 

DB 작업

• 현재 사용 중인 법인 카드의 타입 확인

1. CBCP
(Company Bill / Company Pay)

2. IBCP
(Individual Bill / Company Pay)

3. IBIP
(Individual Bill / Individual Pay)

• 사용중인 카드사 / VAN사 확인 필요



5.5 Concur 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방식
ERP와 Concur가 주고받을 데이터 체크

• ICS(Internet Computing System)
- Cost Center, Internal Orders, 승인 완료된 Report를 이용하여 회계전표 생성
(필요 시 BAdIs 개발 / 및 수정)

• FTP(File Transfer Protocol)
- FTP를 통해 임직원정보 (상위 결제자 정보를 포함), 매입 세금계산서 데이터 및
매입 세금계산서 구매처 전송

• Web-service 
- 응용프로그램을 연결하기 위한 Call In / Call Out 방식 AP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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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구축사례 – S,T 사

As-Is To-Be 특이사항

➢ 재무팀 직원이 영수증을
수작업으로 분류 하여 정리 및
분석

➢ 내부 감사규칙이 있지만, Human 
에러가 종종 발생

➢ 계정 별 예산이 있지만, 경비
일일이 확인하여 예산 체크해야
함

➢ 법인 별 통합 관리가 어려움

➢ Concur 의 재량지출 시스템을
통한 Paperless

➢ 시스템을 통한 경비 자동감사
⇒ 경비정책 준수 율 제고

➢ Concur Budget 모듈을 통해 예산
체크 및 분석

➢ 단일 인스턴스로 해외 법인 통합
⇒ 비용 절감

➢ 간단한 사용자 교육으로 쉽고
빠르게 사용 가능한 직관적인 UI

➢ Mobile로 언제 어디서나 경비
처리
⇒ 직원의 생산성 제고, 경비 처리
비용 절감

➢ 승인완료 경비보고서의 빠른 분석
⇒ 지급 기간 단축

수작업 경비 보고
단일 인스턴스로 비용절감

효과
직원 생산성, 만족도 제고



6.2 구축사례 - M사

As-Is To-Be 특이사항

➢ 재무 팀 직원이 영수증을
수작업으로 분류 하여 정리 및
분석

➢ 특별한 감사 규칙 없이 무분별한
경비제출 방식

➢ 경비 사용내역 분석을 위해
종이보고서 확인

➢ Concur 의 재량지출 시스템을
통한 Paperless

➢ 시스템을 통한 경비 자동감사
⇒ 경비정책 준수 율 제고

➢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많은 어드민교육이
필요했음

➢ 내부 감사 규칙과 승인과정에
대한 정확한 룰이 없음
⇒ 내부협의와 구현 가능 여부
확인 작업 필요했음

규칙이 없는 무분별한 시스템
Paperless 통해 업무 효율

증가
컨커를 통한 내부시스템 혁신



6.3 구축사례 - T사

As-Is To-Be 특이사항

➢ 팀의 막내 직원이 팀원의
경비내역을 정리

➢ 통제활동 및 감사를 수작업
적발에 의존

➢ Reporting 및 분석을 위해 오랜
시간 필요

➢ 모바일 경비제출 및 승인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 확보

➢ 전표처리 프로세스 자동화로
처리되는 시간 절감

➢ 시스템을 통한 경비 자동감사
⇒ 경비정책 준수 율 제고

➢ 비용분석, 통제 및 관리 프로세스
개선

➢ 디지털 경제 시대에 따른 경쟁력
확보 needs

➢ Cloud, Mobile 등 신기술을 통해
paperless 프로세스 혁신이
필요했었음

➢ 기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편의성 부족으로 직원 불만 증가, 
생산성 저하

중복된 수작업 / 업무 가중 모바일을 통한 재량지출 회계 패러다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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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법인카드 vs. e-Receipt

법인카드 연계만으로의 경비 정보 생성은 충분하지 않음



7.2 e-Receipt Integration

보다 상세한 경비 내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계

• 경비 유형별
상세 항목에
대한
데이터 관리

• 호텔 비를
항목별로
Itemize하여
자동 경비 생성



7.3 회사 경비 정책의 손쉬운 반영

유연한 Configuration을 통해 회사 경비 정책, 프로세스를 Customization 없이 적용

1 경비 정책에 따른 화면 및 필드 구성



7.4 회사 경비 정책의 손쉬운 반영

유연한 Configuration을 통해 회사 경비 정책, 프로세스를 Customization 없이 적용

출장 여정에 따른
일비(Per Diem) 

자동 계산

출장 일비(Per Diem; Travel Allowance)

출장 여정 등록 여정에 따른 일비 계산 및 제공된 식대 차감

2



7.5 회사 경비 정책의 손쉬운 반영

유연한 Configuration을 통해 회사 경비 정책, 프로세스를 Customization 없이 적용

자동차 마일리지(Car Mileage)

구글맵과 연동된 마일리지 계산기 설정된 요율에 따른 자동 마일리지 경비 계산

국가별/도시별
설정된 마일리지

금액 계산

3



7.6 회사 경비 정책의 손쉬운 반영

유연한 Configuration을 통해 회사 경비 정책, 프로세스를 Customization 없이 적용

4 참석자(Attendee) 및 배부(Allocation) 정보

경비 유형에 따라 참석자 정보 입력 활성화 경비에 대한 부서별, 프로젝트별 배부



7.7 회사 경비 정책의 손쉬운 반영

유연한 Configuration을 통해 회사 경비 정책, 프로세스를 Customization 없이 적용

5 부서별/프로젝트별 예산, 경비 실적 관리

Budget Workflow Dashboard Balance Monitoring

경비의 기본 승인절차 외에 프로젝트
관리자의 승인을 득하기 위한 별도의
Budget Workflow를 설정

각 예산 카테고리별 승인권자는 사용
실적, 가용예산 등을 Budget Insight 

메뉴를 통해 쉽게 조회 분석

Audit Rule을 통해 예산 금액 대비
사용 실적에 따라 경고 메시지를
띄우거나 예산 초과 시 경비 입력을
통제



7.8 회사 경비 정책의 손쉬운 반영

유연한 Configuration을 통해 회사 경비 정책, 프로세스를 Customization 없이 적용

6 전결 규정에 따른 승인 워크플로우



7.9 규정 위배 거래에 대한 사전 통제
데이터 통제를 위한 실시간 접근가능

거래 입력 불가

자동 통지

타겟 모니터링



7.10 사용자 맞춤 보고서 및 대쉬보드

BI를 통한 실행 가능한 보고서, 완벽한 경비 데이터 가시성 확보



7.11 사용자 맞춤 보고서 및 대쉬보드

경비에 대한 상세 분석

경비 유형별 상세 경비 내역 조회 미 제출 경비 분석

법인카드 사용 내역 조회



7.12 사용자 맞춤 보고서 및 대쉬보드

심지어는…

경비 유형별 Top Spender 조회 증빙 검토 없이 승인한 승인권 자 조회

승인이 가장 오래 걸린 경비 보고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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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G는 SAP ERP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는 PI-ERP 컨설팅 부문에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 ERP 운영 서비스 및 확장 ERP

분야에서 능력 을 인정 받고 있으며 세계 최고 품질의 IT 컨설팅 서비스 기업을 목표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8.1 BSG 파트너스 일반현황

회사명 ㈜BSG파트너스 (BSG Partners Co., Ltd.)

대표이사 박 철 욱

사업 분야

⚫ 기업 정보화 전략 컨설팅 서비스 (ISP, BPR)

⚫ SAP 솔루션 컨설팅 서비스 (SAP S/4HANA, SAP BAT&LOB Solutions)

⚫ SAP 솔루션 운영(Outsourcing) 서비스

⚫ 클라우드 Software 서비스 (SaaS) 

→ Concur, Ariba, SuccessFactors, hybris, C4 Cloud Mix (C4:ERP)

⚫ 클라우드 Platform 서비스 (PaaS) → C4:Solman, C4:Server 

⚫ SAP UI/UX 혁신 컨설팅 서비스

⚫ PeopleSoft 컨설팅 서비스 (HR 솔루션)

⚫ 기업 IT인프라 > 클라우드 Migration 컨설팅 서비스

⚫ 기업 정보보안 컨설팅 서비스

주소
06237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5길 21 (BSG빌딩)
0623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21 신원빌딩 7층

URL | e-Mail www.BSGglobal.com | BSGinfo@BSGglobal.com 

SNS www.facebook.com/BSGpartners   |   goto.kakao.com/@bsg

Phone
대표 : 02-6730-3200 | 운영전담조직 : 1600-8110

고객센터 : 1600-8770 | FAX: 02-771-7236

설립 연도 2000년 5월 31일

상장 구분 비 상장기업

함께하는 성장, 함께하는 미래를 창조하는 사회적 기업

기업과 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는 가치 창출 기업



8.2 BSG  파트너스 연혁

2005

2013
▪ BSG 중국 지사 설립 ((博仕杰软件科技（西安）有限公司)
▪ 운영 서비스 지원 EchoLineTM 2.0 오픈

2007
▪ 국내 최다 SAP 운영 고객사 보유
▪ SAP의 CCC 재 인증 심사 통과

▪ 해외사업 진출 (인도네시아, 중국
등)

2008
▪ SAP Pinnacle Award 2009 수상
▪ 내부 경영관리 포털 VlueGENETM 오픈

▪ 운영 고객사 매출 총합 약 7조원 도달
▪ 운영 고객사 종업원 총계 약 2만 명에 도달
▪ 보안솔루션 컨설팅 사업 런칭

2009

▪ SAP B1 Cloud Service 런칭 (with SK Telecom)
▪ SAP RDS 솔루션 인증 (5개 솔루션, 국내 최다)

2014
▪ Saas 클라우드 서비스 Cloud*1TM 런칭
▪ Ariba, hybris, SuccessFactors, PeopleSoft, SAP UI5 등 사업 본격화
▪ BPNR, P&T, PeopleWide 인수

▪ 아시아 태평양 지역(APA) 전체의 SAP 파트너사 중 1개 사에게만 수여하는 ‘Grand 
SAP APA Channel Partner Award 2005 (2005년 최고의 파트너상)’ 수상

▪ SAP로부터 국내 최초로 ‘SAP VAR Support Center Certificate’ 획득
(SAP 구축 후 사후 서비스 체계 및 품질에 대한 글로벌 인증으로서 전세계
SAP파트너 사 중 2%만이 획득)

2004
▪ 2004 SAP Partner Award 수상/SAP Best Practice Partner Award 수상
▪ SMB를 위한 ERP솔루션 smartfitTM 출시
▪ DUETTM 채널 오픈 (아웃소싱 서비스 품질강화)

2003

▪ 2003 SAP Partner Award 수상
▪ 운영서비스를 위한 ITIL 체계 도입/토털 아웃소싱 서비스 체제 구축

2000
▪ BSG 설립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서비스를 핵심사업으로 규정
▪ 서비스 운영 시스템 EchoLineTM 오픈, 서비스 운영 전담조직 CCC 설립

2006

▪ SAP Gold Partner 인증 (국내 최초)
▪ smartfitTM_service 출시 (SAP에 의한 솔루션 인증)
▪ SAP 본사에서 수여하는 SAP Pinnacle Award 2006 수상
▪ Best APA SAP Channel Partner 2006 : North Asia Hub Best Partner 수상
▪ Best APA SAP Channel Partner 2006 : Highest Customer References Partner 

수상

2016

▪ 국내 최초 S/4HANA DEMO 센터 OPEN 
▪ SAP APJ Partner Excellence Award 2015 수상

2010

▪ Post-ERP/LoB 솔루션 및 NetWeaver플랫폼 Leadership

▪ Holdings 체제 전환
▪ BSG 미국 법인 설립 (2016년 11월)

2015

▪ Concur Reseller
▪ BSG 베트남 지사 설립

2017 ~ 현재
▪ SAP Platinum Partner 획득, smartFit_2S4 

Certification인증
▪ PCOE 인증 8회 연속
▪ EcoLineTM 3.0 오픈 , Demo21 1809 Certification취득
▪ General Business Partner of the Year 2017 수상
▪ S/4HANA 2017 수상
▪ SAP Pinnacle Award 2018 Finalist 수상

BSG는 국내 최대 SAP 시스템 운영 기업으로 최고의 SAP 컨설팅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서비스 강화 및 분야별 역량 확대 에

집중하여 고객 서비스 품질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8.3 BSG 파트너스 조직도

GTM 부문 Consulting 부문 운영사업부문

영업본부
Business Design 
Consulting 본부

Digital 
Transformation 본부

운영사업본부 Cloud 사업본부

Solution Center

HR Consulting 부문클라우드 사업부문

AM사업본부

HR 컨설팅 본부

BSG는 폭넓은 PM급 인력 Pool을 운용하고 역량등급 별 인력 비율을 유지해 나감으로써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독자 수행
능력을 상시 갖추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 02월 기준, 자회사 임직원을 포함한 BSG의 총 직원 수는 약 300명
입니다.



8.4 Why BSG Partners?

Concur 가 궁금하거나 도입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언제던지 BSG를 찾아 주세요!

1. 한국에서 유일한 Concur  구축 및 리셀 파트너

2. Concur 구축 Certification 프로젝트 매니저 총 4명 근무

3. 5개 고객사 구현경험 및 현재 2개 고객사 구현 진행 중으로 다양한 업종과 개발 레퍼런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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